Conductance and Vibrational States of Single-Molecule Junctions Controlled by
Mechanical Stretching and Material Vari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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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, 분자와 전극 금속원자의 구조와
결합세기에 따른 분자소자의 전기적 특
성변화는 중요한 연구주제이다. 예를 들
면, 전자빔 리소그래피 방법으로 제작된

100 nm 선폭의 금속 나노 와이어에 분
자를 자기조립하고 Mechanically con-

trolled break-junction (MCBJ) 장치를
이용하여 전극을 구부리면, 나노 와이어
가 당겨지면서 단일 원자 접합 이상에

그림 1. (a) 단일 분자 접합 소자 도식. (b) 다
른 두 전극을 이용한 단일 분자 접합 소자의
전기 전도도 히스토그램과 (삽입) 전기 전도도.

그림 2. (a) 단일 분자 접합 소자의 당김에 따른
비탄성 터널 분광 그래프. (b) 당기는 거리에 따
른 Au-S와 Pt-S 접합의 진동 에너지 변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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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을 제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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